
 

 

 

보도자료 

홍콩 | 4 월 26 일 I 2022 년 

아트 바젤은 다가오는 홍콩 에디션을 발표한다. 

• 아트 바젤과 M+의 첫 번째 주요 공동 프로젝트인 엘렌 파우(Ellen Pau)의 장소 특정형 

무빙 이미지, Shape of Light 가 페어 개최기간 동안 M+ Facade 에서 선보인다. 

• 아티스트 트램 프로젝트는 체리 척(Cherie Cheuk), 스티븐 웡(Stephen Wong), 슘 

콴이(Shum Kwan-yi)의 작품으로 아트 바젤이 선정, 위탁하고 홍콩관광청이 공동 

발표한다. 

• 두번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전시로서 아트 바젤의 디지털 

이니셔티브인 Art Basel Live 는 올해도, 온라인과 현장을 통해 최대한 광범위한 청중을 

참여할 것을 예상한다. 

• 리드 파트너가 UBS 인 아트 바젤 홍콩은 2022 년 5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프리뷰는 

25-26 일까지 개최된다. 

 

2022 년 홍콩 아트 바젤과 두번째 하이브리드 페어는 28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출품하는 130 개 

주요 갤러리를 환영한다. 갤러리즈(Galleries), 인사이트(Insights) 그리고 디스커버리즈(Discoveries) 

섹터 전반에 걸쳐 강력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올해의 페어는 지역 예술가를 조명하면서 홍콩과 

전 지구의 의미있는 연결을 만드는 역동적인 퍼블릭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콩에 기반을 

둔 무빙 이미지의 선구자인 엘렌 파우(Ellen Pau)의 새로운 장소특정형 영상 작업 'The Shape of 

Light', 아트 바젤과 M+가 공동 커미션 프로젝트는 리드파트너사인 UBS 가 후원한다. 체리 

척(Cherie Cheuk), 스티븐 웡(Stephen Wong), 슘 콴이(Shum Kwan-yi)의 작품으로 아트 바젤이 

커미션하고 홍콩관광청이 공동 발표한다. 아트 바젤의 다채널 디지털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전시 

콘텐츠를 전 세계 관객을 확장할 것이다. 

아트 바젤과 M+가 공동 위탁한 홍콩과 나날이 발전하는 홍콩의 예술 현장을 기념하는 파우의 

작품 'Shape of Light'는 비물질과 물질의 가능성을 탐구해, 빛을 디지털 오브제로 변환한다. 

대승불교에서 널리 퍼진 경전인 'The Heart Sutra(반야바라밀다심경)'을 수화로 표현한 의례 영상은 

'형태는 공(空), 공은 형태(形)'라는 개념을 묵상합니다. 불, 물, 빛과 같은 자연현상이 컴퓨터가 

생성한 애니메이션으로 렌더링되어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본 작품은 5 월 20 일부터 6 월 

19 일까지 매일 오후 7 시부터 9 시까지 M+ Facade 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5 월 27 일에는 엘렌 

파우의 라이브 공연, 5 월 28 일에는 아티스트 토크쇼와 함께 상영이 있을 예정이다. 5 월 29 일부터 

6 월 1 일까지 홍콩과 글로벌 관람객은 1988 년에서 2015 년 사이에 제작된 파우의 선구적인 

비디오 및 설치 작품 컬렉션을 확인할 수 있다. 

 



 

 

아트 바젤이 위탁하고 홍콩관광청이 공동 주최하는 아티스트 트램 프로젝트(Artist Tram Project)는 지역 

예술가인 체리 척(Cherie Cheuk), 스티븐 웡(Stephen Wong), 슘 콴이(Shum Kwan-yi)의 작품으로 홍콩의 

가장 상징적인 교통수단인 트램 외부에 작품을 투사할 예정이다. 홍콩섬을 따라 구불구불 이동하는 

캔버스처럼, 세 개의 트램은 아티스트가 도시의 일상과 풍경에서, 각 아티스트별 홍콩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생생한 상상력과 경험을 포착하는 작품들이다.  

 

홍콩전시컨벤션센터(HKCEC)에서 본 페어와 함께 아트 바젤 라이브(Art Basel Live)는 온라인 

뷰잉룸(OVR),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버츄얼 투어, 다국어로 제공하는 VIP 및 일반인 대상 갤러리 

둘러보기를 제공한다. 아트 바젤 라이브의 일환으로 지난 2 월에 시작했던 역동적인 온라인 

컨버세이션 시리즈가 아피찻퐁 위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 감독의 아티스트 토크는 

5 월 20 일까지 계속된다. 이 시리즈에는 아시아 태평양 트리엔날레(Asia Pacific Triennale)의 

전개양상을 조사하는 패널조사 및 서베이에 대한 토크가 포함되며, 아시아의 갤러리가 어떻게 

미술시장을 재정의하는지에 대한 토크 프로그렘도 제공한다. 

 

아트 바젤 아시아 이사, 아델린 우이(Adeline Ooi)는 "홍콩 예술커뮤니티와 지역 파트너와 협력해 

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었습니다. 

M+와 협력해 미술관의 LED 파사드를 밝히는 최초의 주요 공동 위임 공공 프로젝트로서, 엘렌 

파우(Ellen Pau)의 전적으로 새로운 장소특정형 작품을 선보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의 페어는 또한 20 명의 예술가들을 한데 모은 'ARTique'라는 타이틀로 에릭 렁 쉬우 키(Eric 

Leung Shiu Kee)가 큐레이팅한 파인 아트 아시아 파빌리온(Fine Art Asia Pavilion)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형 설치 작품 | Large-scale Installations 

이번 박람회에는 선정된 갤러리가 출품하는 6 개의 대규모 설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량 

갤러리(Liang Gallery)가 선보이는 슈영수(Hsu Yunghsu)의 신체와 정신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결합한 작품; Ink Studio 에서 선보이는 베이징 기반 아티스트 빈이(Binyi)의 대지와 날씨 프로젝트 

'블랙홀의 탄생, 지질학의 탄생, 물의 탄생' 작품; 한아트 TZ 갤러리 에서 준비하는 아티스트 가이 

비드(GayBird)의 심장을 울리는 40 채널 스피커 시스템 설치 전시가 있다. 플라워즈 갤러리는 

미디어 소비와 일상 경험의 전환에 대한 모바나 첸(Movana Chen)의 작품을 선보이며, 알리산 파인 

아츠는 홍콩의 금붕어 스트리트를 연상시키는 엔젤 후이 호이 키우(Angel Hui Hoi Kiu)의 작품과 

뉴욕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밍 페이(Ming Fay)의 작품 '일상의 정원'을 선보이며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을 주제로 동서양 철학을 연결한다.  

 

필름 프로그램 | Film Program 

베이징과 취리히에 기반을 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인 리젠화(Li Zhenhua)가 

큐레이팅한 필름 섹터는 예술가에 관한 15 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는 5 월 27 일부터 5 월 

28 일까지 홍콩아트센터의 루이쿠 시네마에서 세 차례 제공된다. 5 월 27 일 상영되는 '다리가 없는 

새'는 70 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신체적, 정신적 이동성에 대한 아티스트의 해석을 탐구하는 

8 편의 영화를 선보이며 비디오 푸타쥬(Videotage)가 미라 찬(Myra Chan), 존 쵸우(John Chow, 



 

 

카일 청(Kyle Chung), 정윙샨(Chung Wing Shan), 애론 램(Aaron Lam), 앤젤 렁(Angel Leung)과 

함께 기획한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는 팅통창(Ting-Tong Chang)의 빈랑나무, 새둥지 고사리, 자이언트 아프리카 

달팽이(Betelnut Tree, Bird's Nest Fern and Giant African Snail), 2020 년 대만 산속에서 예술가와 아미스 

부족 사냥꾼을 주제로 다룬 세미 다큐멘터리 비디오와 거주공간 및 생존 장치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다. 

나선 형태에 대한 하자라 와히드(Hajra Waheed)의 명상, 나선형태(The Spiral) ; 교토 겐닌지의 료소쿠인 

레지던시에서 제작한 샘슨 영(Samson Young)의 '연기를 위한 소나타(Sonata for Smoke)'. 앨리스 

왕(Alice Wang)의 '피라미드와 포물선 II (Pyramids and Parabolas II)'은 작가가 2017 년 시작한 무한 

영화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인류가 미지의 우주와 소통하는 방식을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 

탐구한다. 모든 상영 프로그램은 무료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좌석이 제한된 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아트 바젤 온라인 이벤트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트 바젤은 관계자 및 직원, 참여 갤러리와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홍콩정부와 건강보호센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참가자는 LeaveHomeSafe 앱을 사용하여 

입장시 이차 예방접종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의학적 면제를 받은 방문객은 COVID-19 예방접종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QR 코드가 없고 예방접종 기록 또는 면제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현장에서 면제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 

 

티켓은 현재 다음 링크에서 예약 가능하다. https://ticket.artbaselhk.online/ 

 

 

 

에디터 노트 

 

아트 바젤에 관하여 

1970 년 바젤의 갤러리스트들로 출범한 아트 바젤은 오늘날 모던아트, 그리고 컨템포러리를 

다루는 세계 정상급 아트 이벤트로 자리매김해, 바젤, 마이애미, 그리고 홍콩에서 선보이고 있다. 

개최 도시와 지역에 따라 정의되는 개별 에디션은 참여 갤러리, 전시되는 예술 작품, 각 에디션에 

대해 지역 기관과 제공하는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개성을 달리한다. 아트 바젤의 노력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과 아트 바젤과 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 인터섹션즈(Intersections), 아트 바젤 

팟캐스트, BMW 아트 저니(The BMW Art Journey)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순한 아트 

페어의 기능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rtbasel.com을 참조할 수 있다. 

 

파트너 

UBS & Contemporary Art 

아트 바젤의 리드 파트너인 UBS는 현대 미술과 예술가들을 지원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미술 컬렉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트 바젤의 글로벌 리드 

파트너로서, 아트 바젤과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의 공동 발행인으로서 미술 시장에 대한 

국제적 대화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UBS는 또한 스위스의 바이엘러 재단(Fondation Beyeler),  

https://ticket.artbaselhk.online/
http://www.artbasel.com/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등의 미술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UBS는 Collectors Circle 및 UBS Art Advisory를 통해 고객에게 미술 시장, 수집 및 유산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현대 미술에 대한 UBS의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bs.com/art를 참조할 수 있다. 

 

아트 바젤의 제휴 파트너로는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로, 현대 미술 프로그램인 'Audemars 

Piguet Contemporary'는 국제적 예술가들에게 현대미술작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 아트 바젤은 

또한 아트 바젤과 BMW Art Journey 를 공동 운영해 전 세계적인 지원을 펼치는 BMW; 

라프레리(La Prairie); Ruinart(루인아트); 온(On)이 있다. 아트 바젤을 후원하는 파트너로는 

테조스(Tezos), 홍콩관광청, 스와이어 프로퍼티(Swire Properties), 맥라렌(The Macallan), 로즈우드 

호텔앤리조트(Rosewood Hotels & Resorts), 퀀텀에센셜리(Quintessentially), 그리고 타이핑(Tai 

Ping)이 있다. Art Basel 의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는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이다. 

파트너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tbasel.com/partners 를 참조할 수 있다. 

 

초청장 소지자 대상 프리뷰 

5 월 25 일, 수요일, 정오 12 시 – 오후 8 시 

5 월 26 일, 목요일, 정오 12 시 – 오후 8 시 

5 월 27 일, 금요일, 정오 12 시 – 오후 2 시 

5 월 28 일, 토요일, 정오 12 시 – 오후 2 시 

5 월 29 일, 일요일, 오전 11 시 – 정오 12 시 

베르니사지(Vernissage) 

5 월 27 일, 금요일, 오후 2 시 –  8 시 

 

일반 오픈 

5 월 28 일, 토요일, 오후 2 시 –  8 시 

5 월 29 일, 일요일, 정오 12 시 –  6 시 

 

프레스 인증절차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등록이 시작되었다. 자세한 정보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rtbasel.com/accreditation. 

 

아트 바젤 연간 스케쥴 

홍콩, 2022 년 5 월 27-29 일  

바젤, 2022 년 6 월 16-19 일  

마이애미 비치, 2022 년 12 월 1-3 일 

미디어용 온라인 정보 

미디어 용도의 정보와 이미지는 artbasel.com/press 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하다. 언론인은 

미디어 뉴스레터를 신청해 아트 바젤 관련 정보를 구독할 수 있다.  

 

https://www.ubs.com/global/en/our-firm/art.html
https://www.artbasel.com/about/partners
http://www.artbasel.com/accreditation
http://www.artbasel.com/press


 

 

아트 바젤 최신 정보는 artbasel.com 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facebook.com/artbasel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웨이보와 위챗에서 @artbasel 로 팔로우가 가능하다. 

 

 

미디어 담당 

아트 바젤, 사라 데겐 (Art Basel, Sarah Degen) 글로벌 미디어 담당 

Tel. +41 58 206 27 06, press@artbasel.com  

 

아트 바젤, 페이 팡(Art Basel, Fay Pang) 아시아 미디어 담당  

Tel. +852 2575 8487, press@artbasel.com  

 

아시아 홍보 대행  

서튼, 캐롤 로(SUTTON, Carol Lo) 

Tel. +852 2528 0792, carol@suttoncomms.com  

 

유럽 홍보 대행 

서튼, 조셉 램(SUTTON, Joseph Lamb) 

Tel. +44 7715 666 041, joseph@suttoncomms.com 

 

북남미, 중동, 아프리카 홍보 대행  

핏츠 앤코, 윤리(FITZ & CO, Yun Lee) 

Tel. +1 646 589 0920, ylee@fitzandco.art 

 

http://www.artbasel.com/
http://www.facebook.com/artbasel
mailto:press@artbasel.com
mailto:press@artbasel.com
mailto:carol@suttoncomms.com

